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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is randomized, double-blinded clinical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he efficacy and safety of three regimens 

of intravenous (IV)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 with remifentanil for postoperative analgesia after laparoscopic-assisted vagi-

nal hysterectomy during the first 24 postoperative hours.

  Methods:  Thirty-four patients were randomly allocated into three groups.  The first group received IV remifentanil PCA at 

a basal rate of 0.02 μg/kg/min, a bolus of 0.3 μg/kg, and a lockout time of 15 min.  The second group received IV-PCA at 

a basal rate of 0.025 μg/kg/min, a bolus of 0.375 μg/kg, and a lockout time of 15 min.  The third group received IV-PCA 

at a basal rate of 0.03 μg/kg/min, a bolus of 0.45 μg/kg, and a lockout time of 15 min.  Age, weight, height, and duration 

of surgery and anesthesia were recorded.  Heart rate,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BP) and oxygen saturation by pulse 

oxymetry were recorded in the recovery room as a base line after the operation.  Heart rate, systolic and diastolic BP, sedation 

score, visual analogue scale (VAS), and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scores were recorded at 1 h, 3 h, 6 h, 12 

h, and 24 h after the initiation of IV-PCA. 

  Results:  Thirty two patients were evaluated.  The VAS in group 1 at 1, 3 and 6 hours after surger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other groups (P ＜ 0.05).  There were no clinically relev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PONV, sedation scores, 

or hemodynamic parameter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IV remifentanil PCA with at a basal rate of 0.025 μg/kg/min (group 2) provided effica-

cious analgesia after laparoscopic-assisted vaginal hysterectomy.  Special attention must be given to respiratory depression during 

establishment of PCA with remifentanil.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54～9)

Key Words:  Hysterectomy, Patient-controlled analgesia, Remifentanil.

서      론

  수술 후 동반되는 성통증은 수술이 정된 환자에게 

불안감의 원인의 하나이며,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여러 합

병증을 가져올 수 있는 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수술 

후 성통증을 조 하기 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용되

고 있으며,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것이 정맥로를 이용

한 환자 자가통증 조 법(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

algesia, IV-PCA)이다. IV-PCA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약물은 morphine, fentanyl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로서, 그 진

통 효과는 우수하지만 오심, 구토, 소양증, 호흡억제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상 인 PCA용 마약성 진통제는 빠른 용량 정이 가능

하고, 체내에 축 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1) Remifentanil

은 최근에 신마취에 사용되기 시작한 μ-수용체에 작용하

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서, 독특한 약동학  성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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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Characteristics
Group 1 

(n = 11)

Group 2 

(n = 12)

Group 3 

(n = 9)

Age (yr)

Weight (kg)

Height (cm)

Surgery time (min)

Anesthesia time  (min)

46.1 ± 3.2

57.4 ± 5.8

156.6 ± 3.1

 83.1 ± 20.0

115.0 ± 21.0

46.5 ± 3.0

59.5 ± 9.2

160.0 ± 7.0

 96.6 ± 27.9

136.2 ± 25.5

45.0 ± 5.6

57.0 ± 5.1

157.3 ± 4.2

 88.1 ± 29.0

127.2 ± 31.2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

ences among three groups (P ＞ 0.05). Group 1: remifentanil 0.02 

μg/kg/min, Group 2: remifentanil 0.025 μg/kg/min, Group 3: re-

mifentanil 0.03 μg/kg/min.

지고 있다.2) 분자구조에 ester 결합을 가지고 있어 조직과 

장 내 비특이 인 esterase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는 특징

이 있다.  최고 효과가 30 에서 90  이내로 빨리 나타

나며, 상황 민감성 반감기(context sensitive half-time)가 짧아

서 주입시간에 계없이 투여를 단하면 방 작용이 끝

나게 된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remifentanil은 마취뿐만 

아니라 술 후 통증조 에서 이상 인 약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3) 이 연구에서 세가지 다른 농도의 

remifentanil을 사용한 IV-PCA를 복강경 보조하 질식 자궁

제술(laparoscopic assisted vaginal hysterectomy, LAVH)을 받

은 환자에게 용하여 최 의 농도를 찾고자 하 다. 

상  방법

  신마취 하에 복강경 보조하 질식 자궁 제술이 정된 

환자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해당하는 35

세에서 60세까지 평균 46세의 환자 34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내용과 방법에 해서 병원 윤리 원회의 승인을 

얻었고, 수술 날 환자를 방문하여 연구에 해 설명 후 

동의를 구하 다. 신경학 , 정신  이상이 있거나 신기능,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 다. 그 밖에 체질량 

지수 30 이상의 비만환자, 약물남용 는 약물에 한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과거력 상 정맥내 자가통증조 을 실시

했을 때 심한 구역, 구토를 경험한 환자를 제외하 다. 수

술  날 마취  방문 시 정맥내 자가통증 조 의 기본원

리와 사용방법, 일시 주입기능  폐쇄기능에 해 설명하

으며, 일회 주입이 투여되었음에도 계속 통증이 조 되지 

않는 경우 ketorolac tromethamine 30 mg을 정주하도록 하 다. 

  34명의 환자를 무작 으로 세 군으로 나 기 해 요

일별로 환자를 특정군에 포함시켰다. 이 맹검법을 해 환

자와 평가를 시행할 의사가 모두 IV-PCA의 농도에 해서 

알 수 없도록 조처하 다. 마취 처치로 glycopyrrolate 0.2 

mg을 정주 후, 마취유도를 해 propofol 2 mg/kg, rocuro-

nium 0.8 mg/kg을 정주한 후 기 내 삽 을 실시하 고, 마

취유지로는 desflurane-N2O(50%)-O2를 혼합 사용하여 조 호

흡을 하 다. 수술  그 밖의 진정제, 아편양 유사제제, 진

통제, 항구토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수술이 끝난 후 glyco-

pyrrolate 0.4 mg과 pyridostigmine 20 mg으로 근이완제 효과

를 가역시킨 후 회복실로 이송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IV-PCA pump의 종류는 Ambix ana-

plusⓇ (E-Wha Fresenius Kabi Inc., Korea)이다. 생리 식염수

와 remifentanil을 혼합하여 제 1군의 환자에게 remifentanil의 

지속 주입량 0.02 μg/kg/min, 일시 주입량 0.3 μg/kg, 폐쇄

간격 15분으로 설정된 IV-PCA를 용하 고, 제 2군에게 

지속 주입량 0.025 μg/kg/min, 일시 주입량 0.375 μg/kg, 폐

쇄간격 15분, 제 3군에게 지속 주입량 0.03 μg/kg/min, 일시 

주입량 0.45 μg/kg, 폐쇄간격 15분으로 설정된 IV-PCA를 

용하 다. 세 군간 환자의 나이, 신장, 체 , 수술시간, 마취

시간은 세 군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회복실에서 압, 심박수, 맥박 산소포화도를 측정 후 

IV-PCA 주입을 시작하 다. 주입시작 후 1시간, 3시간, 6시

간, 12시간, 24시간 후의 시각통증등 , 구역 수, 진정 수, 

압, 심박수를 측정하 고, 그 외 추가로 들어간 진통제의 

횟수를 측정하 다. 진정의 정도는 Ramsay sedation scale을4) 

이용하여 측정하 고, 통증 정도는 시각통증등 (visual ana-

logue scale: 0−10 cm, VAS)을 이용하 으며, 오심  구토 

정도는 0에서 4까지의 숫자(0, 오심 없음; 1, 경한 정도의 

오심이 간헐 으로 있음; 2, 등도의 오심이 지속 으로 

있음; 3, 한 정도의 오심이 있음; 4, 구토가 있었음)로 구

분하여 평가하 다. 항구토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심 

 구토가 심하여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경우에는 IV-PCA를 

단하도록 하 다. 

  연구결과는 환자의 나이와 키, 체 , 수술시간, 마취시간

의 경우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고, 나머지 항목에 

해서는 수와 범 로 표시하 다. 결과에 한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2K, SPSS INC, USA) 로그램을 이

용하 다. 환자의 나이와 키, 체 , 수술시간, 마취시간의 

군 간 비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각 군간의 시각통증등

, 구역 수, 진정 수, 압, 맥박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세의 비교는 선형혼합모델(linear mixed model)을 통해 분

석하 다. 선형혼합모델은 longitudinal data(짧은 시간 간격

을 두고 측정된 data)인 경우에 사용되는 통계분석방법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  모형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ij = (β0 ＋ b0) ＋ (β1 ＋ b1)t ＋β2t
2 ＋β3agei ＋β4heighti ＋εi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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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mparison of sedation scores among three groups at 

1 h, 3 h, 6 h, 12 h and 24 h after the initiation of remifentanil 

IV-PCA. Data are expressed as median (minimum and maximum).  

Group 1: remifentanil 0.02 μg/kg/min, Group 2: remifentanil 0.025 

μg/kg/min, Group 3: remifentanil 0.03 μg/kg/min. No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among the three groups.

Fig. 1. The comparison of VAS scores among three groups at 1 h, 

3 h, 6 h, 12 h and 24 h after the initiation of IV-PCA. The VAS 

scores of group 1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s 

at 1 h, 3 h and 6 h after the initiation of remifentanil IV-PCA.  

Data are expressed as median (minimum and maximum). VAS: 

visual analogue scale, Group 1: emifentanil 0.02 μg/kg/min, Group 2: 

remifentanil 0.025 μg/kg/min, Group 3: remifentanil 0.03 μg/kg/min. 

*:  P ＜ 0.05 compared with Group 2 and 3 at 1, 3 and 6 hr.

     

  β0: 모형내 편, 모든 변인의 값이 0 일때 반응변수의 평균

  b0: 모형내 편의 개인  편차, Random effect

  β1, β2: 반복측정 시 에 따른 반응값의 직선, 이차곡선 

추세의 강도

  b1: 모형내 반응변수의 시간 추세의 개인  편차, Random 

effect 

  β3: 반응변수에 미치는 연령(age)의 효과

  β4: 반응변수에 미치는 키(height), 몸무게(weight)의 효과

　

　Group 1: yij = (2.15 + b0) − (0.275 + b1)tj + εij

　Group 2: yij = (4.999 + b0) − (0.649 + b1)tj + εij

　Group 3: yij = (2.77 + b0) − (0.319 + b1)tj + εij

　

     　      ∼ 


　 

  각 시 에서 시각통증등 , 구역 수, 진정 수, 압, 맥

박수의 군간 평균비교는 Kruskal-Wallis test를 행하고 사후

검정으로 Mann-Whitney 검정과 Bonferroni 수정을 이용하 다. 

그리고 군간 추가 진통제가 들어간 횟수에 한 비교분석

은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 다. 모든 분석에서 P ＜ 0.05

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제 3군의 환자  두 명은 회복실에서 IV-PCA의 주입을 

시작하고 약 15분이 경과한 후 갑작스런 압, 호흡부 , 

과진정을 보여 연구에서 제외되어, 총 32명의 환자가 연구

에 참여하 다.

  시간에 따른 시각통증 수의 변화추세의 모형 합결과, 

측정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 1군은 −0.649정도의 VAS 평균

값이 하락하 으며 2군은 −0.319, 3군은 −0.275의 통계

으로 의미있는 하락추세를 가졌고, 제 1군의 하락추세가 2

군과 3군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 각 시 에서 시각통증등

의 평균비교결과, 1, 3, 6시간에서 1군과 2, 3군 사이에 유

의한 차이를 보 다(P ＜ 0.05, Fig. 1). 진정 수의 경우 

각 시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 2). 

구역 수의 경우 한 세 군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3). 압과 심박수의 경우 각 시 에서

의 세 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4, 5, 6). 추가로 투

여된 진통제 횟수는 1군에서 1번은 2명, 2번과 3번은 각각 

1명이고 2군에서 추가로 투여된 환자는 없고 3군에서 1번

은 1명이었으나 세 군 사이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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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omparison of PONV scores among three groups at 1 h, 

3 h, 6 h, 12 h and 24 h after the initiation of remifentanil 

IV-PCA. Data are expressed as median (minimum and maximum).  

PONV: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Group 1: remifentanil 

0.02 μg/kg/min, Group 2: remifentanil 0.025 μg/kg/min, Group 3: 

remifentanil 0.03 μg/kg/min. No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among the three groups.

Fig. 4. The comparison of SBP among three groups at 1 h, 3 h, 6 

h, 12 h and 24 h after the initiation of remifentanil IV-PCA. Data 

are expressed as median (minimum and maximum). SBP: systolic 

blood pressure, Group 1: remifentanil 0.02 μg/kg/min, Group 2: re-

mifentanil 0.025 μg/kg/min, Group 3: remifentanil 0.03 μg/kg/min. 

No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among the three groups.

Fig. 5. The comparison of DBP among three groups at 1 h, 3 h, 

6 h, 12 h and 24 h after the initiation of remifentanil IV-PCA. 

Data are expressed as median (minimum and maximum).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Group 1: remifentanil 0.02 μg/kg/min, 

Group 2: remifentanil 0.025 μg/kg/min, Group 3: remifentanil 0.03

μg/kg/min. No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among the three 

groups.

Fig. 6. The comparison of heart rate among three groups at 1 h, 

3 h, 6 h, 12 h and 24 h after the initiation of remifentanil 

IV-PCA. Data are expressed as median (minimum and maximum). 

Group 1: remifentanil 0.02 μg/kg/min, Group 2: remifentanil 0.025

μg/kg/min, Group 3: remifentanil 0.03 μg/kg/min. No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among the three groups.

고      찰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제술이 통 인 복식  질식 

자궁 제술에 비해 입원기간이 짧고 수술 후 통증이 으

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  때문에 시술이 보

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복강경 보조 하 질식 자궁 제술인 

경우 하복부 세 곳 이상이 트로카 삽입을 해 천자되고 

 질식 근 시 자궁경부의 지속 인 견인과 자궁경   

자궁인 주 의 신경총들이 견인되어 복식 자궁 제술과 

비슷한 정도의 통증을 유발한다고 한다.5) 

  Remifentanil은 빠른 효과의 발 과 강력한 역가(potency), 

주입시간에 계없는 짧은 작용시간으로 수술  한 

진통과 역학  유지가 가능하여 완 정맥마취에서의 사

용이 증가하고 있다.6)  remifentanil은 태반을 통과하나 신

속히 태아에서 재분포 는 사되고,7) 이로 인한 태아의 

호흡 하나 낮은 Apgar scores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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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8) 이런 성질과 더불어 회복시간이 지연됨에 한 우려

없이 빠른 용량 정이 가능하다는  때문에 무통분만시 

이상 인 진통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8) Dill-Russell 등은9) 

morphine IV-PCA를 용했던 다발성 늑골 골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remifentanil IV-PCA로 교체하여 구역과 

악몽이 감소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으며, 빠른 진통이 필

요한 환자에서 remifentanil PCA의 사용을 제안한다고 하

다. 

  수술 후 성통증은 수술이 끝났을 당시가 가장 심하며, 

약 48−72시간 정도의 통증조 이 보통 필요하다. 이 때 

한 통증조 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로 인해, 무기폐나 

폐렴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빠르고 강력

한 진통이 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자들은 re-

mifentanil을 이용한 IV-PCA를 LAVH환자에게 용하여 부

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 인 농도를 찾아 보고자 하

다. 먼  시각통증등 수에서 제 2군과 3군이 1시간, 3시

간, 6시간에서 1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시각통증

수가 3/10  이하로 조 되었으므로 remifentanil 0.025−0.03

μg/kg/min이 빠르고 강력한 통증조 에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각통증 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추세를 보

았을 때 세 군 모두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12시간과 

24시간에서 세 군간 유의한 통증 수의 차이가 없었다. 이

것은 술 후 12시간까지가 가장 통증이 심하고 그 이후에는 

통증이 완화됨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만약 주입용

량을 조 할 수 있는 자가통증조 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술 후 12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용량을 여서 주입하는 방

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본 연구에서 remifentanil

과 같은 아편양 제제의 사용시 언 되는 성 내성은10) 발

생하지 않았다.

  Remifentanil은 망상활성계로부터 상행 피질 활동을 억제

함으로 진정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본 연

구에서 진정 수의 경우 세 군간 유의한 평균차이가 없었

으나 제 3군의 환자 두 명이 갑작스런 호흡부 과 과진정을 

보여 연구에서 락되어, remifentanil의 농도를 0.03 μg/kg/ 

min이상 증가시키는 것에 해서는 험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ucukemre 등은12) 복부수술환자에게 re-

mifentanil을 이용한 정맥내 자가통증조 연구에서 한 환자

에서 45 μg의 부하용량(loading dose)을 투여 후 호흡부 이 

발생하여 산소투여와 호흡지지치료를 시행했으며, re-

mifentanil IV-PCA 주입 시작 시 세심한 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Schuttler 등과13) Bowdle 등은14) 자발 호흡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remifentanil을 일회 주입하는 것의 험

성에 해 보고하 다. 이와는 반 로 Schragg 등은15) 술 후 

remifentanil 목표농도 조  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을 이용한 통증 치료 시 어떠한 호흡기 련 부작용도 

발생치 않았다고 보고하 고, 소량의 일회 주입을 진 으

로 조 할 수 있는 TCI의 장  때문에  약물농도가 

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기술하 다. 본 연구

에서 부하용량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입시작 

15분만에 호흡 하가 발생하 다. 이것이 remifentanil의 빠

르고 강력한 효과발  때문인지 불확실하다. 그  한 환자

에게 호흡 하와 과진정에서 완 히 회복된 후 낮은 농도

의 fentanyl과 ketorolac tromethamine으로 IV-PCA을 실시하

더니, 호흡 하가 다시 발생하 다. 이 환자인 경우 아편양

유사제에 과민반응을 가진 환자 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원인을 정확히 악하려면 제 3군의 농도를 많은 환자에게 

용하여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나 험성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 밖의 원인으로 수액을 투여하는 조 장치

를 거의 잠근 채로 IV-PCA의 주입을 시작 한 후, 어느 정

도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수액의 투여속도를 증가 시켰을 

경우나 IV-PCA장치의 오작동 한 생각할 수 있다. 

Remifentanil에 의한 호흡억제는 용량의존성으로 나타나고 

약을 단할 경우 빠르게 회복되며, 자발호흡을 하고 있었

던 환자에서는 3분 안에 호흡이 회복된다고 한다.16) 

  구역 수의 경우 세 군간 유의한 차이나 시간에 따른 의

미 있는 변동은 없었으며, 추후에 fentanyl이나 morphine을 

IV-PCA에 이용한 경우와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

며, Gurbet 등은1) 심장수술후의 morphine, fentanyl, re-

mifentanil을 이용한 IV-PCA 연구에서 morphine을 사용한 집

단에서 구역구토의 빈도가 remifentanil 집단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았다고 보고하 다. 압과 맥박수에 하여서 통계

으로 유의한 변동이 찰되지 않았으며, Kim 등은17) 통증조

 목 으로 투여되는 은 용량의 remifentanil은 압과 심

박수에 있어서 fentanyl과 다르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추가로 투여된 진통제의 횟수의 경우, 환자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비슷한 수 의 통증에도, 추가 진통제의 요구

여부가 달라서 객 성을 갖기 어려웠다. 그 밖에 본 연구에

서 아쉬운 은 사용한 자가통증조 기의 종류가 주입된 

총 용량과 일회 주입 횟수를 알 수 없는 기종이어서 연구

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과 많은 환자들을 상으

로 연구를 진행시키지 못한 이다. 

  결론 으로, LAVH를 받은 환자에게 한 remifentanil 

IV-PCA의 농도는 0.025 μg/kg/min로 생각되며, remifentanil 

IV-PCA를 사용시 호흡부 과 과진정에 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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